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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글쓰기센터의 설립 목적은 글쓰기를 통해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보다 가

치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실 서강대학교 글쓰기센터의 모든 활동은 글쓰기가 학생

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높은 학점을 받거나 성공적

인 취업활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사유와 인식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

게 돕는 것을 튜터링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학생들이 글쓰기의 전 

과정을 통해 우리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그

들의 삶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ACE 사업과 함께 시작된 서강대 글쓰기센터의 역사는 학생들의 그와 같은 긍

정적인 변화를 함께 목격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누적 

건수 12,000건 이상을 기록한 튜터링은 산술적으로 서강대의 재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한 

번 이상 이곳을 방문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글쓰기센터가 학생들에게 친근하

고 유익한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강대 글쓰기센터가 수행해 온 교수·학생 지원의 탁월성은 웹 시스템과 연동된 전문

적인 튜터링, 그리고 전공학습과 연계한 WAC(Writing across the Curriculum)로 가시화됩

니다. 서강 글쓰기센터의 튜터링은 학습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대면 교육 방식을 추

구합니다. 튜터링 과정 동안, 튜터들은 30분에 걸친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학습자의 글에 

대해 함께 논의합니다. 서강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어떤 글이든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튜터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웹 시스템에 탑재하면, 사전

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정된 튜터가 미리 준비해 온 튜터링을 진행합니다. 튜터링의 궁

극적 목적은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이 보다 깊은 사유의 방법을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서강대 글쓰기센터의 튜터들이라면 

누구나 학생의 글에 나타난 긍정적인 씨앗들을 찾아 함께 키워가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다른대학

CTL
서강대학교�글쓰기센터�소개

공 성 수
 

서강대학교 글쓰기센터
연구교수



48   

물론 튜터링을 통해 산출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센터의 웹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그 결

과,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건 자신의 글쓰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런 변화의 이력

이 학생들의 훌륭한 포트폴리오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림]	글쓰기센터	튜터링	시스템	1
 

글쓰기센터의 튜터링을 경험한 학습자들의 후기는 센터의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이

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시각을 배웠다는 학생들, 글쓰기가 학습의 도구라는 것

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학생들, 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사고와 긴밀한 관련이 있음

을 배웠다는 학생들의 편지들이야말로, 글쓰기센터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서강대 글쓰기센터의 또 다른 자랑은 교과목을 지원하는 WAC(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프로그램입니다. WAC는 각 전공별 교과목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를 지원함

으로써 해당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전공이

나 교양 교과 내에 필요한 사고능력을 키우고, 학습자들의 사고력과 수행력을 높일 수 있

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은 강의에 필요한 교수법이나 과제 경향 등에 대한 연구

지원을 받고, 수강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과목의 목표에 부응하는 튜터링을 제공받습

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전공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물 보고서, 실험 보고서, 프로젝트 

기획, 감상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쓰기의 방법을 배우며, 동시에 전공 교과에 대한 감수

성도 함께 높이게 됩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0개 과목 이상이 WAC 프로그램의 지

원을 받았으며, 8,500명 이상의 수강생이 WAC 튜터링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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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 튜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얻는 학업 성취의 만족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어떤 학생

들은 학점에 필요한 글쓰기 능력을 배우면서 전공 실력이 함께 늘었다고 고백하기도 합

니다. 통계적으로도 WAC 튜터링을 받은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교수님들 역시 글쓰기센터의 글쓰기 학습이 자신의 수업에 도

움이 된다는 설문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그와 관련된 지원강의 요청도 매년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림]	글쓰기센터	튜터링	시스템	2

서강대학교 글쓰기센터의 튜터링과 WAC 운영 시스템은 이미 다른 많은 대학들이 배우

기를 원하는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덕분에 서강대 글쓰기센터는 창원대, 청운대, 신구대, 

호서대, 계명대, 조선대, 백석대, 한영신학대 등 글쓰기지원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많은 

후발 주자들을 위한 조언자이며 지지자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서강대 글쓰기센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학 글쓰기의 교육역량을 높이고, 보

다 넓은 영역으로 그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